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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변
안녕하세요. 보안인닷컴 운영자입니다. 

보안인 e-매거진을 시작한지 벌써 10 호가 발행이 되네요. 매월 발행하는 것이니 10달이 지
났네요. 매번 작업하다보면 쉽지 않는 작업이지만 기다리고 읽어 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가능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배포후에 격려의 댓글도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지
요. 
늘 부족함이 많지만 조금씩 조금씩 부족함을 채워가는 맛도 있는 거니까 한번쯤 자신의 보안
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e-매거진의 문은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으니
까 참여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boanin@naver.com 이나 magazine@boanin.com 으로 문의 주
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자격증 관련 커뮤니티 보안인닷컴 : http://www.boanin.com 
전주현 개인정보보호길라잡이 http://www.privacyguide.co.kr 

                                                 보안인닷컴 운영자 엔시스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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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말 Malware Launch Detected! 

전상훈 (KAIST 사이버연구센터팀장, 보안칼럼리스트) 

facebook: https://www.facebook.com/p4ssion

  
어찌 보면 지금의 Malware는 인터넷 인프라에서 핵과 같은 폭발력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다. 작은 단초를 무시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언제나 당연한 일이다. 
 
1930년대 초 미국의 한 보험회사의 관리자였던 하인리히는 교통사고를 분석해 독특한 
법칙을 발견 하였다고 한다. 한번의 대형 사고가 나기 이전에 29번 이상의 경미한 사고
와 300번 가량의 징후가 발견 된다는 이른바 ‘하인리히의 법칙’을 발표하게 된다. 이 논
리의 핵심은 모든 큰 사고가 발생 되기 이전에는 반드시 징후가 있으며 조짐들이 존재한
다는 것이다. 갑작스런 대형 사고는 없다는 점이다.  이 규칙은 지금의 인터넷 세상과 공
격자들의 역량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수많은 사건 사고들 중 근래 5~6년간 겪었던 공격이나 피해 유출
의 사례는 이전과 비교해 얼마나 더 심각성을 띄고 있는지 우리는 인지하고 있을까? 매
번 반복되는 피해와 공격에 대해 무감각해진 상태는 아닌지 돌아 봐야 한다. 하인리히의 
법칙에서 의미 하듯이 1:29:300의 징후와 사고들에서 우리는 1에 해당하는 대형 사고를 
얼마나 많이 겪었던가? 1.25 대란, 3.4 DDoS, 7.7 DDos, 농협의 사고, 그 외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정보 유출 사고들은 모두 사소한 징후라고 볼 수 있을까?
 
수많은 대형사고들에 앞서 징후들은 분명히 있었고 그 징후를 제대로 보지 못한 문제와 
실제 영향을 가지는 대응을 못했기에 계속 발생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무
엇이 먼저 이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놓고 진행 해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도 어려운 상황
이라 할 수 있다.
 
2007년에  작성하여 공개한 IT서비스의 위험과 향후대응의 공개문서에서 언급된 많은 
문제들은 그 이후 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개선은 말할 것도 없이 공격 기술과의 더 큰 
격차 발생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시일이 지난 이야기이지만 지금의 상황도 달라진 것이 없다. MS의 Malware Protection 
Center의 통계치를 보면 국내의 환경이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쉽게 인식 할 수 있다. 이 
표에서 언급된  CVE 2011-2110은 Flash Player의 취약성을 이용한 공격으로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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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다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cve.mitre.org/cgi-bin/cvename.cgi?name=CVE-2011-2110 

 
 2011년 6월에 조사된 데이터이며 그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 단면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 할 수 있다.

 
<ref: 

http://blogs.technet.com/b/security/archive/2011/07/18/a-very-active-place-the-threat-lan

dscape-in-the-republic-of-korea.aspx >
 

본 조사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Flash 취약성을 이용한 공격에 대해 전 세계의 탐지 데이
터를 가지고 비교해 보았더니 한국에서 발생된 공격이 전 세계의 거의 90% 가량을 차지
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급등 기간들은 주말에 집중됨을 알 수 있다. 금,토,일에 걸
친 공격의 급등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 비해 월등함을 확인 할 수 있고 수치 또한 매
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2011년 6월의 조사결과이나 이 현상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더 심화되고 있다.
 

주말마다 급증하는 악성코드에 대한 현상은 일상적인 이야기이지만 MS외에 Kaspersky 
lab에서 운영하는 Securelist를 통해서 보는 국내의 위험도 동일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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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http://www.securelist.com >

모든 악성코드의 급증한 기간은 주말을 표시하고 있으며 악성코드의 대부분이 트로이쟌 
및 백도어, 계정 탈취형 악성코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기업들이고 또한 백신에 
관련된 기업들의 한계는 명확하다.

 악성코드가 발견된 이후에 통계가 누적 될 수 밖에 없으며 최초의 공격코드들이나 백신
에 탐지되지 않는 악성코드들에 대한 누계는 심각할 정도로 빠져 있을 수 밖에 없다. 위
의 MS나 Kaspersky의 통계가 의미하는 점은 알려진 악성코드에 의한 공격도 주말 집중
이 심각할 정도로 높으며 또한 한국 내에 대한 공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함을 보여 주고 있다. 

 또 다른 통계치는 국내 보안업체인 빛스캔㈜에서 수집한 통계 정보로서 동일한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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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스캔에서 수집된 정보는 악성코드의 종류에 관계 없이 정상적인 웹서비스의 소스코드
를 공격자가 변경하여 모든 방문자들에게 악성코드가 배포 되게끔 만들어 주는 Malware 
link에 대한 통계치이다. 

즉 신규 Flash 공격 코드나 IE, Windows Media, Java에 대한 공격들이 발생 되는 것과 
관계없이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 할 수 있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빛스캔의 통계에서도 
주말에 집중된 공격들을 볼 수 있으며 하나의 악성링크에서는 다양한 공격들이 사용자 
환경에 맞추어서 발생이 된다.
 

        < 2011.12.1~ 2012.2.4일간의 웹서비스에 추가된 악성링크 발견 수치 >

2011.12.1일부터 2012.2.4일까지의 악성링크에 대한 발견 수치만 보아도 주말 공격은 여
전히 계속 되고 있다. 악의적인 링크중 하나에서 사용자 PC로 내려오는 악성코드에 대해
서 Virus total을 이용해 탐지여부를 확인한 화면을 보면 43개의 주요 백신에서 5개만 
탐지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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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공격 동향을 보면 웹서비스에 특정 링크를 실행 되도록 넣어두고 ( 일반적으로는 
JS 파일 혹은 html 내에 직접 넣기도 한다. ) 사용자 PC의 환경에 맞춰서 다양한 공격코
드를 맞춤 형식으로 공격하여 실제 악성코드를 사용자 PC에 설치한다.  

맞춤형식의 공격에 이용되는 취약성들이 IE 취약성, Java 취약성, Windows Media 취약
성, Flash 취약성 들이며 현재 공격 성공률은 60%라고 분석 되어 있다.
http://www.boan.com/news/articleView.html?idxno=6335   즉 10명의 방문자중 무조
건 6명 이상은 감염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악성링크들이 일 평균 방문자가 최소 십만 이상인 사이트들 수십 곳에서 동시에 뿌
려진다면 감염 수치는 얼마나 될까?  상상하기 힘든 수치가 나올 것임은 분명하다.

< 공격코드의 구조>

백신에 탐지도 되지 않는 악성코드들이 순식간에 웹 서비스 이용자들 다수에게 전파가 
되고 감염이 되는 지금의 시점은 사건의 필요충분 조건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인리히 법칙에서 말하는 1:29:300에서 1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다. 이미 300번 가량의 징후와 29번 이상의 경미한 사고들은 이미 발생한지 오래 되었으
며 이제 언제 사건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빠른 인터넷 속도와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의 활성화가 일반적인 한국에서 어쩌면 악성
코드의 공격이나 유포가 활발한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
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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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상태에 대한 인식이 먼저 되어야만 한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부터 
일 것이다.
 
문제는 몇 가지로 간추려 질 수 있다. 취약한 웹서비스 (대규모 유포 방안으로 활용) , 
정교해진 악성코드 유포 기술 , 탐지를 우회하는 악성코드 정도이고 이 문제의 해결은 
기존의 방안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이미 문제의 해결책과 노력들은 충분
히 있었으나 지금까지의 노력으로는 문제를 극복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방향성 
차원에서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웹서비스의 안정성 강화가 필수적이지만 잦은 변경과 다양한 서비스 환경
은 일정수준의 안정성 강화라는 목표와는 괴리감이 크다. 또한 악성코드의 유포 범위의 
제한은 일단 대규모적인 유포를 막고 범위를 좁힌다는 관점이지만 웹서비스를 통한 대규
모 유포라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두 가지 전략적 목표 모두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넘어 설 수 있는 기본적인 대안을 제시
하고는 있으나 서비스의 확산이나 인식개선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으나 지금도 부족함이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상태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기고 글로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인식을 하였으면 한다.
 
*현재 빛스캔에서는 유포지 확인 서비스 ( 인위적으로 공격자가 추가한 악성링크의 존재 
유무 확인 서비스), 취약성 진단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각 서비스 모두 
단순한 회원가입과 클릭만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유포지 확인 서비스의 경우는 무상으로 오픈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관리하는 사이트가 악성코드 유포에 이용 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도 모르는 외
부 링크들이 연결 되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 요긴하게 사용 할 수 있
다. 

취약성 진단 서비스의 경우 DB 훼손이나 서비스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성 되어 있
으며 온라인 상에서 모든 URL내의 인자들에 대해서 진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서비스 제공은 유상으로 되어 있으나 서비스 금액 자체는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가에 제공 되고 있다. 서비스의 이용은 scan.bitscan.co.kr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대규모 유포에 대한 탐지 시스템을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탐지 내역에 대한 분석은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가 담당하고 있으며 분석된 내용들은 연간 서비스 가입 고객
에 한해 유상으로 제공 되고 있다. 국내의 심각한 현실과 실질적인 공격에 대한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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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지고 있으며 본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info@bitscan.co.kr  로 요청 할 
수 있다. 

전상훈

소 속
KAIST 사이버보안센터
지디넷 칼럼리스트

자격증

활동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4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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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모바일 데이터 암호화 기술 :
 On-device와 on-the-go

임효식 (카이스트 대학원, 보안인닷컴 기자단1기) 

모바일 데이터 암호화 기술 : On-device와 on-the-go

 On-device 모바일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이슈는 IT업계의 우선순위 중 최상위라고 할 
수 있다. 올바른 데이터 기술을 이용한다면, IT업계는 모바일 장치를 잃어버리거나 도둑
맞는 등의 피해로부터 민감한 기업 정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IT업계는 두 가지 관점에서 모바일 암호화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 on devices

데이터와 그 장치들로 전송되고 전송되어지는 데이터이다. 다수의 데이터 암호화 기술이 
존재하지만, 관리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기업들의 많은 서로 다른 종류의 장치들 때
문에, IT업계는 모든 사용자와 장치들에서 동작하는 모바일 데이터 암호화 전략을 마련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암호화의 동작 방식

암호화는 장치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흩어 놓아서 비인가 사용자는 데이터를 읽을 
수 없도록 하고, 해커가 모바일 장치들 간에 전송하는 암호화된 무선 통신을 
가로채서 읽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만든다.
암호화 과정 중, ‘cipher’라 불리는 특별한 유형의 프로세스는 키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원본 글을 알아 볼 수 없도록 만든다. 키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해석하거나, 
또는 복호화하는 코드의 일부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는 암호화된 모바일 장치에 
접근하는 데 오직 정확한 사용자 이름과 비 번호만을 필요로 한다. 몇몇 장치들의 
경우, 사용자 스스로 암호화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암호화와 
복호화 과정은 그 전에 일어나게 된다.

 
On-device 데이터 암호화 기술

 On-device 암호화로 넘어오게 되면서, IT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장치 그 자체에 있었
다. 몇몇 모바일 운영체제는 장치 상의 데이터 전체는 아닐지라도 일부를 암호화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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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제공한다. 다른 경우, 모바일 데이터 암호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타사의 제품에 
의존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장치들에 대해서 암호화를 제공하는 것처럼, Apple iOS 5 장치들
은 256비트의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를 장치상의 데이터를 암호화 할 때
에 자동으로 사용한다. 사용자들이 Passcode 잠금 기능을 작동시킬 경우, 이메일과 어플
리케이션 파일들 또한 보호하게 된다. 하지만 비디오나 사진과 같은 미디어들은 암호화
되지 않은 상태로 둔다.
 
 안드로이드 장치들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최신 버전의 OS는 on-device 암호화(사용자
들이 장치에서 기능을 활성화 시켜놓은 경우)를 포함한 몇몇 을 제공한다. 그리고 
WhisperCore와 같은 앱들은 이전 버전들의 안드로이드에서 작동하는 on-device 데이터
들에 대해서도 완벽한 암호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윈도우 폰 7.5의 경우 on-device 모바일 데이터 암호화를 지원하지 않고, 타사의 앱을 
적용할 경우 곧 느려지게 된다.
 
 별로 놀랍지 않지만, 블랙베리 장치들은 이동식 저장 장치를 제공하는 모든 모델을 위
해 USB드라이브 암호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제공한다. 사실, 이동
식 저장 장치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민감한 모
바일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USB 장치를 꼭 암호화 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 암호화 기술    
IT업계는 또한 모바일 장치와 기업 간의 어떤 민감한 데이터 전송도 암호화 되도록 해
야 한다. 직원들이 기업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장치들의 종류를 생각하면, 이는 결코 쉬
운 일이 아니다.
 
 블랙베리 장치가 작업 공간에서 사용될 경우, BlackBerry Enterprise Server를 통해서 장
치와 기업 시스템 간의 통신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를 중
심으로 하는 스마트폰과 타블렛이 증가하게 된다면, 기업에서 실행하는 관리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
 
 RIM(Research in Motion)은 Blackberry Mobile Fusion 을 통해서 플랫폼 간 모바일 데
이터 보안 및 암호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 계획은 블랙베리의 
에 MDM(Mobile Device Management) 의해서 실행되고 있고, iOS와 안드로이드 장치들
에 대해 암호화 된 통신을 제공할 것이다. ActiveSync 교환 또한 다수의 모바일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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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리 기능과 이러한 장치들에 대한 암호화 된 통신을 제공한다.
 
 시만텍, DataMotion, Proofpoint와 같은 회사들 또한 안전한 통신을 위한 데이터 암호
화 기술을 연구하고(또는 이미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소프트웨어들은 암호화 
된 메시지를 직접 장치와 주고 받는 기능을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데이터 전송을 위한 
안전한 게이트웨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모바일 장치와 네트워크간
에 안전한 통신을 위해서 VPN(Virtual Private Network)를 고려하는 기관도 있다.
 
모바일 데이터 암호화와 관리 문제
 이상적인 경우는, 당신이 속한 단체에서 on-device와 모바일 데이터 전송 양쪽에 대해
서 모두 암호화를 제공하는 것이다. 많은 MDM 프로그램들은 이런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암호화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어
떤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선택하든지, 어떤 민감한 데이터도 위험한 상태로 남아 있어서
는 안 된다.
 
 만약 어떤 단체가 다양한 모바일 장치(다른 제조사, 다른 운영체제, 기타 등등)에 대해 
지원을 한다고 가정하면, 각 장치들에 따른 암호화 기능과 그것들의 최선의 기능을 사용
해야 한다. 그러나 장치들 간의 차이점들 때문에, 모든 장치들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
다.
 
 모바일 장비보안을 관리하기 위한 MDM 플랜을 고려해보기 바란다. Sophos Mobile 
Control을 예로 들면, MDM은 관리자들이 iOS,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윈도우 모바일6 
등과 같은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장치들과 그들이 관리하는 장치에 내장된 보안 기능을 
활성화하여 활용하게 해준다.
 
 그 외 다른 방법은 모바일 장치와 데이터를 함께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저장소 서비스들은 호스트의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들을 안전하고 집중된 장소
에 보관할 수 있다. 그리고 가상데스크탑은 데이터를 장치에 저장하지 않는 mobile app 

delivery 를 제공하지만, 특별히 사용가능성과 관련된 몇몇 문제들을 일으킨다. MDM 또
는 중앙 집중형 관리 시스템이 없이는, 직접 on-device 모바일 데이터 암호화를 구현하
거나 또는 사용자들이 장치를 사용할 때 그들 스스로 안전하게 주의를 기울인다고 믿는 
수밖에 없다. 
 
기사원문 : 
http://searchconsumerization.techtarget.com/tip/Mobile-data-encryption-techniques-On-d

evice-and-on-th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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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KAIST 정보보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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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관리] CentOS5.5에서 하드디스크 추가하기
전주현  (닉네임: 엔시스, 보안인닷컴 운영자)

페이스북 http:www.fb.com/boanin 

▣ CentOS 5.5에서 하드디스크 추가하기
 리눅스 시스템을 관리하다보면 최근 빅데이터 영향으로 인하여 하드디스크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 기본적인 시스템 관리를 하지 못하면 결국 휴먼에러(사람에 
의한 실수)로 이어져 보안적인 측면보다 서비스에 더 큰 장애를 가져오기에 시스템 관리
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드디스크 추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초보관리자들은 그대로 따라하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 잘 숙지해 두길 바란다. 

#1. 하드디스크 장착하기
 최근 x86 서버들은 대부분 핫스왑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SAS나 SATA방식의 서버용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전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해당 베이에 그대로 장착을 하면 된다. 하
지만 늘 시스템관리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사항은 발생이 됨으로 가급적이면 전원을 내
린후에 장착을 하고 부팅 하는 것이 좋다.

#2. 부팅 후 하드디스크 확인하기
보통 부팅후에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보통 하드디스크 한 개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 /dev/sda 이고 두 번째 장착이면 /dev/sdb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명이 
부여가 된다.

# fdisk /dev/sda      -> 첫 번째 하드디스크 파티션 정보
                
   Device Boot      Start         End      Blocks   Id  System

/dev/sda1   *           1          38      305203+  83  Linux

/dev/sda2              39         548     4096575   82  Linux swap / Solaris

/dev/sda3             549        8941    67416772+  83  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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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하드디스크 파티션 확인하기
 # fdisk /dev/sdb  : 추가할 하드디스크를 불러 들인다.

Command (m for help): p 

=>P를 쳐서 하드 정보를 본다.

Disk /dev/sdb: 36.7 GB, 36778545152 bytes

255 heads, 63 sectors/track, 4471 cylinders

Units = cylinders of 16065 * 512 = 8225280 bytes

    Device Boot      Start         End      Blocks   Id  System

#4. 추가 하드디스크 n명령어로 추가하고 저장하기
 Command (m for help): n 

=>n명령어로 새로하드를 추가한다.

 Command (m for help): w

=>w로 정보를 저장한후 Fdsik 로 빠져나온다.

The partition table has been altered!

Calling ioctl() to re-read partition table.

#5. 리눅스 파일시스템으로 포맷하기

해당 리눅스 파일시스템을 포맷한다. 대부분 최신 리눅스는 ext3 파일 시스템을 사용함

으로 아래 두 번째 명령어와 동일하게 하여 포맷을 시작한다.

 mkfs -t ext2 /dev/sdb1 =>EXT2 포맷

 mke2fs -j /dev/sdb1   =>EXT3 포맷

Writing inode tables: done

Creating journal (32768 blocks): done

Writing superblocks and filesystem accounting information: =>포맷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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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가 하드디스크 마운트 및 마운트 포인트 잡기

만약 마운트 포인트를 /home2 라고 한다면 /에서  mkdir home2 라고 하여 디렉토리와 
마운트 포인터를 생성 시켜준다.

그 다음 다음과 같은 명령어로 마운트를 시켜준다.

 [TEST]# mount -t ext3 /dev/sdb1  /home2

#7. 리부팅시 자동으로 인식 될수 있도록 fstab에 등록하기
위와 같이 하였을 경우에는 마운트가 일시적으로 되어 인식은 가능하지만 리부팅시에는 

수동으로 인식을 시켜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자동인식되겠끔 fstab에서 잡아준다.

vi 에디터를 이용하여 /etc/fstab에서 다음과 같이 편집하여 준다.

/dev/sdb1               /home2            ext3    defaults        0 0

이렇게 하여 다시 부팅후에 df -k 명령어를 이용하여 완전히 자동으로 하드디스크가 추

가 되었는지를 확인 하여 점검해 본다.

부팅 후 정보확인

Filesystem            Size  Used Avail Use% Mounted on

/dev/sdb1              34G  177M   73G   1% /sdb

▣ 마무리
아무리 간단하고 쉬운 기술이나 방법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다

보면 잊혀지는 경우가 많다. “왕년에~~”를 찾으면 무엇하는가? 현재가 중요한 것을..

이렇듯 스스로 자신이 해결하지 못할경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따른다. 요즘엔 인터넷의 

발달로 이러한 팁이나 방법이 많이 공유가 되어 있지만 진정한 전문가는 자신이 반복적

인 지식 습득을 통하여 기본이 되는 역량을 꾸준히 쌓아 나간다면 프로가 되지 않을까? 

고객 앞에서 인터넷 찾으면서 하드 추가 할 수는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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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정보보호 캠페인 -1] 

               “ 관리하지 못하는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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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의해킹 프로세스
조정원  (닉네임: 니키, 보안프로젝트 운영자)

1. 들어가며

모의해킹(모의침투)를 하면서 기술을 하나씩 습득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젝트 
수주단계부터 수행하는 단계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이런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매니저(PM)을 하면서 경험하는 내용이지만, PM 업
무를 하면서도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
니다. 그래서 한번 제 경험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또한, 저도 취업 준비를 하였을 때 “이런 내용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최
대한 글로 표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안에는 농담으로 던지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글을 읽는 분들은 이점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작성한 내용들이 업체마다 모두 다르게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을 바
탕으로 쓴 내용이기 때문에 가볍게 읽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안에 언급되었던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www.bokjiceo.com 나 
www.boanproject.com 이어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2. 모의해킹 업무 프로세스

모의해킹 업무도 항상 하나의 프로젝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객이 원하는 대상과 
일정, 금액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모의해킹 업무는 보안 컨설팅 업무, 그 중에서 기술적
인 파트의 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대부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사업을 공지(①고객 제안요청 단계) 하게 되며, 그 공지된 프로젝
트에 대해 업체들은 제안(②제안단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 후에 각 업체는 제안을 
발표하고 수주를 하게 됩니다. (③수주단계) 프로젝트를 진행할 업체는 고객 담당자와 
업무 협의를 통해 대상 선정(④ 수행 계획)을 하게 되고, 모의해킹 점검(⑤진행)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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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집니다.
 
(이런 절차는 보안 컨설팅 업무뿐만 아니라, 어떤 업종의 프로젝트던 이런 절차로 움직
일 것이다.)

       

 

입찰공고 단계
고객은 RFP 를 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술 환경이 포함된것을 올리게 됩니다. 모의해
킹 업무 파트만 포함되여 간단하게 작성된 것도 있으며(1장~2장), 대기업 SI 에서 발주
하는 것은 전체 프로젝트 중에서 보안성 취약점 진단이 일부 포함되어 업체가 판단을 하
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RFP를 보고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M/M 얼마나 투입될 것인지, 어떤 Task 업
무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며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며, 혹시 의문 사항이 있다면 고객에 문
의를 하며 제안성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잘못 분석하여 후에 프로젝트 투입 후에 업무 범위의 GAP 이 발생하여 난감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M/M산정 :
모의해킹 점검 기간은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냐에 따라, 또한 투입인력이 몇 명이 되는 
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을 위해 미리 M/M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Man/Month의 약자로 한달 기준으로 몇 명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짧게는 1주~2주 정도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길게는 2개월~3개월 이상 투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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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for Proposal의 약자로, 제안요청서라 일컫는다. 발주기업이 선별된 업체에게 구

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보내지며, 사용자가 자사의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

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로서   공급업체가 제안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인 자료로 활

용한다. 어떠한 기업에서 새로운 정보기술을 접목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어떤 기술과 

업체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RFP)와 제안서라는   연속된 절차

를 통해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체계적으로 RFP를   작성하는가에 따라 제안서의 품질

이 결정되는가 하면, 프로젝트의 성공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 네이버 지식인중에서-

 

 

  

제안단계 단계-> 수주단계
이렇게 작성된 제안서를 업체에 직접 제출을 하게 됩니다. 업체마다 요구하는 제안서 결
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발표하는 당일 같이 제출하는 경
우도 있으며, 2일~3일전에 제출을 미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제안서에 작성되어 있는 PM(Project Manager)가 제안 발표를 합니다.
제안서 내용에는 업체소개, 업체 특징(장/단점), 수행 경험, 프로젝트 단계별 수행 내역, 
투입 인력 프로파일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RFP를 잘못 분석하여 제안서에 다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안 발표 시간은 15분~20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안에 업체 심사원(평가원)들에게 어필
을 잘 해야 하는 것도 PM의 몫입니다. 심사원들의 질문/답변 시간이 주어지고, 대부분 
모든 업체의 제안서 발표가 끝나는 시점에 업체가 선정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수행 계획
선정된 업체는 이제 제안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프로젝트가 진행하기 몇주전, 혹은 프로
젝트 시작하는 일정업무협의가 이루어진다. 업무 협의 과정에는 많은 변수들이 일어날 
수 있다. 제안서와다른Task가 생길 수 도 있으며, 범위가 적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PM, 영업, 고객들의 심리전이 크게 작용하는 시점이고, 제안서를 펼쳐놓고 억양이 높아
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PM은 이때 느낍니다...."이 프로젝트 힘들겠다...."
 
프로젝트 진행
업무 협의가 잘 이루어졌던, 협의가 이상하게 되었건 프로젝트 일정에 맞춰 실행하게 됩
니다.

모의해킹이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진단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Task별로 구분
을 하여 WBS를 작성하게 된다. 물론 1주~2주짜리 프로젝트는 Task가 구분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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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메니지먼트로 계획을 세울 때에 이용되는 수법의 하나로, 프로젝트 전체를   작

은 작업 단위로 분할한 구성도이다. [작업분할구성], [작업분해도] 라고 불려진다.

WBS에서는 우선 프로젝트의 성과물을 가능한 한 작은 단위로 분해한다. 그 때, 전체를 

큰 단위로 분할하고 난 후, 각각의 부분에 대해 좀 더   작은 단위로 분해하여, 계층적으

로 구성화 해 나간다.

성과물의 세분화가 끝나면, 각각의 부분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작업(한가지 이상의 작업일 

때도 있음)을 생각하여, 최하층에 배치해 간다. 각각의 부분을 구성하는 일련의 작업 단위

를   [워크 패키지]라고 한다. WBS의 각각의 워크패키지에 담당인원을 배치하면 프로젝트

를 수행하는 조직도가 생성된다. 이것을 OBS(Organization Breakdown Structure)라   한

다. -http://e-words.ne.kr/w/WBS.html-

 
각 Task가 수행되는 동안에 일일보고, 주간보고 등을 작성하며, 종료가 되는 시점에 결
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Task가 완료되는 시점에 위험평가(영향도평가)가 포함된 종합 보고서가 작
성됩니다.

(후에 이부분은 자세하게 프로세스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 범위 및 대상 선정
전번 모의해킹 프로세스에서 다시 강조해서 설명해야 할 부분은 고객과 업무협의 하는 
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일정/각 Task별 진단 범위/일정별 투입 인원/고객
에게 보고 날짜(일일보고, 주간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교육 등) 등이포함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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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일정은 계약한대로 거의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작하는 일정이 정해진다면, 
M/M에 따라 종료 일정도 나온다. 물론 상황에 따라 프로젝트가 지연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고객입장이던 진단업체입장이던 서로 곤란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일정을 맞
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 큰 신경을 쓰지 않기로 합시다.!
 
일정별 투입 인원도 제안한 M/M에 맞게 진단업체가 Task별로 나눠서 업무 분담을 주면 
됩니다. 여기서도 물론~~ 우리 고객님이 그 Task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영역이라 투입
한 인원으로 도저히 그것을 마무리 못할거 같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PM은 다시 고민을 
하게 되고 조정을 하면 됩니다. 이것 역시 합의하기는 그리 어려운 단계는 아닌거 같아
요.

 

제 경험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진단 범위 입니다. 그전에도 간단히 말했듯이 이 범위가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투입되는시점부터끝나는시점까지고객과의미팅이그리즐겁지
않은상황이발생합니다.
 
이 범위라는 것은 각 Task별로 모두 협의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범위마다 투입되는 
M/M (일정과 인력)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범위에 맞는 최고인력(?)을 투입
(최고 인력 다시 강조)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4

- 24 -

1) http://www.pentest-standard.org/index.php/PTES_Technical_Guidelines (Pentest Technical  

 Guidelines) 2) BackTrack(http://www.backtrack-linux.org/ ) 을 참고하게 되면 어떤 도구들

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4. 환경 정보 수집

이전 “범위 및 대상 선정” 에서 고객과 많은 회의를 통해 각 Task 별 대상을 선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주별(일별)로 어떤 업무와 어떤 인원이 투입될지에 대한 WBS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모두 완료가 되면, 이제 각 대상에 대해 점검이 시작하게 됩니다.
고객이 각 대상에 정보(IP별 Port 정보, 서비스 정보 등)에 대해서 관리가 되어 있다면 
해당 정보를 수행하는 업체에게 참고 문서로 줄 수 있습니다.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수행하는 인원들은 각 대상에 대해 모든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물론 정보를 제공 받
더라도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환경 수집”은 네트워크, 서버, 웹 서비스 정보 등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의침투(Pentest)에 대한 문서를 보면 
Information Gathering, Vulnerability Assessment 등이 이 단계에 포함이 됩니다.

  

 

포트 스캔에는 Nmap 이 많이 사용될 것이고, 서비스 취약점 진단 스캔 도구는 Nikto, 
Wikto 등이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Nmap에서도 이제 NSE (Namp Scripting Engine)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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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포함이 되어 있어 간단한 취약점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
니다.

포트 스캔 점검을 하게 되면 담당자도 파악하지 못한 서비스들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자 및 개발자들을 100% 모니터링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리 발생하는 경
우가 많으며, 실제 이런 올라온 서비스에서 Critical 한 취약점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
니 접근 할 수 있는 모든 포트에 대해 세 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는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기 편한 것으로 선택
하는 것이 좋겠죠?
 
Google 검색을 이용하여 중요 정보 노출, 의외로 고급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관리자 페
이지, 기타 페이지 등을 검색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Google 검색도 필수이기 때문에 
Googledork (coffeenix.net/data_repository/pdf/googledork.pdf) 을 참고하여 자주 사용되
는 옵션을 사용해보기 바랍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스캔 도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잘 체크하기 바랍니다. 
자동 스캔 도구에는 수많은 패턴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각 변수 값에 대해 자동으로 
값을 대입하여 응답 메시지를 보는 원리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되는과정에서불필요
한정보가서비스에포함될수있으며(실제 DBMS에 수많은 데이터가 삽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래커 잡는 명탐정 해커”에서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 도구를 사용할 때는 디렉터리 구조 확인할 때만 사용하곤 하고 수
동으로 체크를 하곤 합니다. 기간 내 처리할 수 없는 만큼의 대상만 준다면......

5. 모의침투 심화 공격->결과 분석 및 평가

 “환경 정보 수집” 단계가 끝나면 대상에 따라 수많은 정보가 도출될 것입니다. 그 정보 
안에는 서비스에 위험성이 큰 취약점(XSS 취약점, SQL Injection 등)이 포함될 수 있겠
고, 구글에서도 삼산(?)을 깰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자동 진단에서 나온 대부분의 결
과가 오탐이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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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제부터 이 결과를 가지고 오탐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수많은 정보에서 취약점
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때가 실질적인 진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간단하게 진단을 할 수 있겠지만, 서비스의페이지마다접근
하면서기능을파악하고, 어떤 취약점들이 도출될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지, 목표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 생각할게 많아집니다. 이를 시나리오로 작성을 해서 접근하면 좋겠
죠? 자세한 부분은 뒤에 “시나리오 베이스 작성”에서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성된 시나리오 베이스로 취약점을 점검하게 될 겁니다. 실패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2차적, 3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생기면 새로운 시나리오도 추가/수정이 될 
겁니다.
 
평소에 수집하였던 자료를 보면서 Web Server, WAS, DBMS, 솔루션 등에 대한 최신 취
약점들도 시도할 수 있을 것이고요.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단계 단계 심화 공
격이 이루어 집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개인역량에 따라 달리 나옵니다. 테크닉, 경험, 창
의적 등이 같이 올 때 최상의 공격 기법이 나오는 것입니다.^_^);
 
이리 나온 결과를 취합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더 추가해서 공격할 부분이 있을
지, 이 공격은 이 서비스에 어떤 영향도 줄지.... 이 부분도 뒤에 “영향도 평가”에서 자세
히 설명 드립니다.
 
이런 모든 진단이 완료가 되면 이제 고객님에게 줄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운
영자/개발자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최고 보안 책임자에게 “최종 보고”를 하게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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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간단하게 요약한 모의해킹 프로세스 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세히 한 개씩 짚
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원 (닉네임: 니키)

소 속  보안프로젝트 운영자
자격증

활동
 크레커잡는 명탐정 (공저)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bokj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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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종 MBR 파괴 악성코드 분석
이규형  (YIS 보안통아리 팀장)

우선 파일 아이콘 자체가 VB 으로 작성된 파일임을 금방 눈치챌 수 있죠. 추가적으로 
peid 를 통해서 VB로 작성된 것임을 더욱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Ollydbg 를 이용해 분석하려 하였으나 디버거상의 오류로 부득이 하게 책으로만 접해보
았던 IDA Pro 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악성코드 증상은 파일을 실행하였을 시에 윈도우 인식이 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실제 
실행해본 결과 XP의 경우 블루스크린과 함께 재부팅시 OS 부팅 불가. 7의 경우 모든 데
이터 읽기 쓰기가 작동되지 않고 컴퓨터를 정상 종료해도 종료되지 않으며 재부팅시 OS 
부팅 불가 현상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도 AVG를 제외한 어떠한 국내외 백신에서도 감지되지 않아, 아이콘이나 파일
이름을 바꾸어 재 배포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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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엉뚱한 부분을 분석하였으나 리버싱 책을 참고하면서 특정 부분에 함수 쿼리가 
몰려있으며, 어느 부분부터 함수의 시작인지 발견하게 되었고, 동시에 vba 기본 함수와는 
거리가 먼 함수 테이블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WriteBytes 라는 함수명으로 미루어 바
이트를 조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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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Windows OS에도 적용되는 것을 보아서 어느 Windows OS에나 공통적으로 설치
되어 있는 기능이나 OS에 구애받지 않는 기능을 이용하여 공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OffsetLow High 와 같은 함수로 미루어 볼 때 기존 바이트를 읽어오고 
사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함수명을 검색 중 해당 함수가 개인이 제작한 MBR 조작 함수라는 정보를 얻게 되었고 

과거 DDoS 좀비파일의 자가 파괴형식이 MBR 손상이였다는 정보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공격도 MBR을 손상 시킴으로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

나 MBR 부분은 특정 OS에 구애받지 않는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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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MBR 조작 원본 소스코드의 주석 중 '512 바이트를 그대로 옮겨놓는다.' 라는 문구

는 하드디스크의 512바이트가 MBR 부분이라는 정보에 비추어 볼 때 MBR 을 사용하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MBR 손상이라는 가설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 MBR 보호프로그램을 가동한 채로 악
성코드를 실행해 보았습니다. 악성코드는 보호프로그램에 의해 어떠한 손상작업도 할 수 
없었고 결론적으로 OS는 어떠한 손상도 입지 않았습니다. 악성코드는 MBR 을 이용한다
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악성코드 실행으로 손상된 컴퓨터의 MBR 영역을 보니 기존 DDoS 의 MBR 파괴당시 처
럼 16비트상으로 00 의 아무 의미없는 코드로 MBR 부분이 덮어씌워졌음을 알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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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 악성코드 및 함수파일은 오래전 부터 배포되어져 왔으나 신고의 부재인 것인
지 백신에서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https://www.virustotal.com/file/717e8afdf58cb17108fb17dbe3ef50edafc54b803f4f2d6ae
0aae49e6d50db4f/analysis/1327118871/  

EXE 파일을 실행하는 것은 어느정도의 위험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므로, 평소 실행하실 
때에 다른 사용자가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블
로그나 카페에 단독적으로 올려져 있는 첨부파일은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되도
록이면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개발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시고, 핵과 관
련된 파일은 사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형

소 속  YIS 동아리 팀장
자격증

활동
 

블로그  http://blog.bpsc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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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월 보안이슈사항
◈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
   http://www.etnews.com/news/computing/security/2574254_1477.html 

◈ 회사앞 주운 USB, 무심코 PC에 꽂으니…앗!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32115540342953&outlink
=1 

◈ 개인정보 영향평가수행기관 12개 업체 추가 선정
   http://www.etnews.com/news/computing/security/2567024_14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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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인닷컴 e-매거진 원고 모집
보안인닷컴에서 매월 무료로 발행하는 e-매거진 [보안人]에서는 보안에 관심 있는 여러분
의 소중한 글을 받고 있습니다. 소중한 글을 보내주실 분들은 magazine@boanin.com  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실어 드리겠습니다. 

보안은 실천이고 문화입니다. 스스로 알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문화
가 필요합니다. 보안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보내 주실 원고 소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보안이슈 및 동향 –기술적 분석 
  - 우리 회사 보안 실천 사례
  - 나의 보안전문가 도전기
  - 내가 공부한 보안 이론
  - 보안 솔루션 소개
  - 보안관련 책 소개 및 후기
  -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분석
  - 해외 보안소식
  - 보안 세미나 및 컨퍼런스 참석 후기
  - 기타 보안전문가 인터뷰

이외에도 보안에 관련된 여러 아이디어 및 관련 글 보여 주셔도 됩니다. 원고 마감기간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매월 초에 무료로 배포되는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人]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안인닷컴 회원분들과 관심 있는 기업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magazine@bo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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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인 e-매거진 후원안내
매월 무료로 발행되는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人]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실 분들을 찾
습니다.  boanin@naver.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